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09

http://dx.doi.org/10.14400/JDC.2015.13.5.309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게임에 나타난 유형별 스타일링 분석

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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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ypes of Styling through Character Customization Games 

Mi-Ra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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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게임캐릭터 패션스타일 유형’을 토대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나타난 게임 캐릭터
의 유형별 스타일링을 Creative Style, Attractive Style, Grotesque Style, Usual Style, Suit Style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게임의 특성상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창의이며 융합적인 디자
인 표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게이머와 동일시되는 게임 캐릭터의 특징과 일반적인 신체비율보다 과장된 
8등신 이상이 주로 사용되는 RPG들을 중심으로 분석된 만큼 Creative Style과 Attractive Style의 빈도가 높게 조사되
었다. 셋째, 대체적으로 캐릭터의 의상디자인과 컬러의 사용은 게이머의 요구나 세계관의 반영에 의해 선택되므로 공
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 헤어디자인과 컬러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대표성을 찾기 힘들었다. 본 연구결과는 게
이머의 개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패션아이템 개발 매뉴얼 및 관련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게임캐릭터, 패션융합디자인, 유형화, 스타일링

Abstract  The styles by character type in customizing systems were analyzed, being classified into creative 
style, attractive style, grotesque style, usual style, and suit style on the basis of the 'fashion style types of game 
characters'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creative and convergent designs that couldn't be implemented 
in reality were expressed in various forms because those designs were created in virtual space, one feature of 
games. The analysis of the fashion styles of characters was focused on the RPG using the characters with 
exaggerated body proportions beyond the general body proportions in reality and the features on game characters 
that were identified by gamers. Thus, the creative style and attractive style showed a high frequency. The 
common features were identified because the costume designs and colors for characters are generally se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gamers' requests or by reflecting the view on the world.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out the representative cases for hair designs and colors because of excessively diverse expressi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be a valuable reference for the research on the fashion item development manual satisfying 
the gamers' personalities and requests and releva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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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라인 게임의 역사는 다른 랫폼의 게임들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커스

터마이징 시스템은 온라인 게임을 이루고 있는 여타 요

소들에 비해 상 으로 발 의 속도가 늦은 편에 속한

다. 의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게이머 개인

의 성향에 맞게 캐릭터를 꾸미고, 만들 수 있는 장치를 

일컫는다. 외형 체부터 화장까지 세 하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려는 게이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헤어스타일과 

화장까지 세 한 부분을 꾸미는 과정은 남성보다 여성들

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젠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게임 외 인 재미를 더해주고 있

고, 부분 유료화 게임에서 캐릭터 꾸미기 아이템은 새로

운 수익원으로써 확실한 입지를 굳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 더욱이 그래픽의 발 과 함께 게이머들의 풍

부한 표정에 한 욕구 충족이 가능해 졌으며, 캐릭터 얼

굴 변환 아이템이 요한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근래에 

나오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자유도 높은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2]. 

2013년 네오 즈게임즈는 [Fig. 1][3]에서 보는바와 같

이 ‘아쿠아 엘 ’ 종족의 여성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실제 

화장을 하듯 운데이션이나 아이쉐도우를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는 새로 추가될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공개했

다. 일반 인 커스터마이징이 정해진 문양이나 패턴을 

캐릭터에 용시키던 것과 달리, 그림을 그리듯 화장도

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Fig. 1] 'Aqua Elf' female characters of the species

최근에는 펄어비스의 MMORPG '검은사막'은 얼굴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부 를 수정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

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재 국내 온라인게임  최고의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는 엔씨소 트의 '아이온'과 '

블 이드 & 소울'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세부 커스터마

이징의 종류가 더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

은사막’의 커스터마이징이 존 온라인게임 최고의 커스

터마이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4]. [Fig. 2][5]에서

와 같이 마우스로 원하는 곳을 직  클릭해 조정할 수 있

으며, 게이머의 성향에 맞춰 캐릭터의 근육이나 머릿결, 

피부 주름 등 세 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캐릭터를 생성

할 수 있는 것이 강 이다. 공개 서비스를 앞두고 진행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이벤트'에서 3일만에 총 28만개의 

캐릭터가 생성될만큼 '검은사막'에 한 기 감이 그 어

느때보다 높다는 [6]에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게이머

들의 게임에 한 높은 심을 유도하고 소비를 진시

키기에 충분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Fig. 2] 'Ranger' & 'sorcerer' female characters 
of the species

술한 바와 같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새로운 수익모

델인 캐릭터와 련된 패션 아이템의 부분유료화 형태의 

수익률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캐릭터를 통해서 자

신의 개성과 자아를 표출한다는 과 게임의 종류와 상

없이 공통된 수익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에서 캐

릭터를 꾸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매우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다[7]. 궁극 으로 게이머들의 감성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기 해선 게

이머들의 요구에 합한 캐릭터가 디자인되도록 캐릭터

를 구성하는 외부  요소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한다. 

실질 으로 게임 캐릭터디자인만이 게임의 성공을 가름

하는 요 잣 가 아님은 분명하지만, 캐릭터에 한 게

이머들의 높은 심과 극  여에 비추어 봤을 때 캐

릭터디자인에 한 개발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 임

을 분명해 보인다[8].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표 인 게임 내 커스터마이

징 시스템에 나타난 캐릭터 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스타

일링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캐릭터의 디자인의 

요성을 재인식하고, 창조경제시 에 걸맞는 신 가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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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게이머의 개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패션아이

템 개발 메뉴얼  련연구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게임 속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통합개념으로 

사용자 맞춤과 개인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으

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은 게이머 개인의 성향에 

맞게 캐릭터를 꾸미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9]. 최근 게임 성향은 게이머에게 어떤 특징 인 이야기

를 경험하게 한다기 보단 일정한 스토리 없이 게이머들

끼리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주목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의 캐릭터는 그들만의 개성이나 특징이 약해져 비주얼한 

겉모습만으로 캐릭터의 성격을 결정짓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게이머 스스로 다른 캐릭터와는 다르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겼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해 게임을 제공하는 개발사에서는 본격 으로 게이머

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

작하 다[10]. 국내외 표 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의 게

임은 [Fig. 3] 엔씨소 트사의 MMORPG인 아이온(左)과 

크 이지다이아몬드의 리듬액션게임인 러 비트(右)과, 

[Fig. 4][11] Flying Lab Software사의 MMORPG인 

Pirates of the Burning Sea(左), Neversoft사의 Music & 

Rhythm 게임인 Guitar Hero: World Tour(中)와 

Windysoft사의 액션게임인 Infinity Online(右)을 들 수 있다. 

 

[Fig. 3] Character customization games(Korea)

  

[Fig. 4] Character customization games(Abroad)

학문 으로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한 포 인 

연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주로 게이머의 이 

유형과 캐릭터 그 자체의 문제에 치 하고 있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 제공하는 캐릭터 스타일 유형화와 분

석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상태이다. 와 련한 선

행 연구논문은 MMORPG의 이 유형을 분석하여 구

분된 유형들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차이를 보이는가

에 한 연구[12], 차별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새

로운 캐릭터 생성시스템 환경에 한 연구[13], 그밖에 

온라인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GUI 디자인 

분석[14]과 상학에 기반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의 연

구[2]가 있다. 

2.2 게임캐릭터 스타일링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발달하고 게이머들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게임캐릭터의 패션을 분류, 분석하는 연구

가 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술  차원에서 캐릭

터의 차별성을 결정짓는 요한 요소가 캐릭터의 조형

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토 로 캐릭터의 패션이미지를 

분류한 연구[15]와, 게임캐릭터 의상을  패션디자인

과 연 하여 조형성과 차별  특성을 고찰한 연구[16], 

그리고 한국과 국의 표 인 리듬액션게임의 패션이

미지를 분류한 연구[11]가 표 이나, 캐릭터 패션이미

지에 한 연구는 패션이미지 유형의 근거를 기존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 되어진 이미지체계를 그 로 차용

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체 으로 시간(고 , 트로, 

아방가르드), 성(에로티시즘, 능 , 에로틱, 팜므 탈이

미지, 로멘틱, 에이섹슈얼이미지), 공간( 실주의 , 사

이버, 사이버 지스탕스이미지) 기타(그로테스크, 웅

화, 유머 ) 분류는 경향이 있지만, 용어가 연구주제와 

상에 따라서 비슷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에 의해 

다르게 명명하고 있어, 게임캐릭터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8]. 이에 반해 서미라, 김

애경(2015)은 게이머들에 의해 커스터마이징된 게임 캐

릭터의 패션스타일을 캐릭터의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

리 심으로 분석하여 게임에 합한 게임캐릭터 패션스

타일 유형을 제안하 다. 

3. 게임캐릭터 스타일링 분석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을 선정하여 게임에 나타난 유형별 스타일링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게임에 나타난 유형별 스타일링 분석

3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May; 13(5): 309-316

분석하 다. 게임 상선정은 Daum의 스마트앤서, 게임

순 사이트 게임챠트(www.gamechart.co.kr)와 게임순

(mmorpg-gamerank.com)사이트의 게임인지도 순

를 토 로 선정하 다. 제시된 3곳의 순 사이트에서 10

권에 공통으로 올라온 게임  2010년에서 2014년 사

이에 출시된 RPG 게임으로 상으로 하 다. 선정된 분

석 상 게임은 넥슨의 ‘마비노기 웅 ’, 한게임의 ‘테

라’, 엔씨소 트의 ‘블 이드 앤 소울’이며, 반 을 캐릭

터 커스터마이징에 한 게이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게임

으로 평가받는 게임들이다. 먼  넥슨의 ‘마비노기 웅

’는 2010년 1월 정식 서비스 시작하 으며, ‘2010년 

한민국 게임 상’ 상을 수상하고, 국, 유럽, 북미 등 

해외에서는 2011년부터 ‘빈딕터스(Vindictus)’라는 이름

으로 정식서비스 되고 있는 게임이다. 한게임의 ‘테라’는 

2011년 정식 출시 후 이번 규모 업데이트인 ‘열 번째 

날개’로 마공사 용 패션아이템들이 추가 되었고, 캐릭

터 생성 다음 단계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는 얼굴, 

얼굴 세부조정, 얼굴 꾸미기, 헤어 등 주로 얼굴 부분에 

을 맞춘 것이 특징 이다. 엔씨소 트의 ‘블 이드 

앤 소울’은 언리얼엔진3 기반의 보다 향상된 그래픽 품질

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목구비의 얼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썹만 해도 썹과 속 썹으로 나 어져 있고, 

의 크기와 동자의 선택이 다양해졌다. 체 으로 세

부 요소를 세 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지

원하여 상상과 부합하는 실 인 캐릭터를 창조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블 이드 앤 소울’은 화장의 노화 정도

까지 변경[17]할 수 있도록 하여 정지된 마네킹의 움직임

에서 벗어나 캐릭터 표정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생명력

을 불어 넣었다[18]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다.

3.2 연구방법 

2014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구 , 네이버, 다음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여 ‘마비노기 웅 ’, ‘테라’, ‘블

이드 앤 소울’의 캐릭터 자극물(분석 상 이미지)을 수집

하 다. 정확한 스타일 분석을 해서 다양한 스타일 표

이 가능한 8등신 이상의 신이 노출된 자극물로 수집 

범 를 한정하여 총 881개를 수집하 다. 수집된 881개 

자극물은 캐릭터의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를 심으

로 Creative Style, Attractive Style, Grotesque Style, 

Usual Style, Suit Style로 분류되는 ‘게임캐릭터 패션스

타일 유형’에 의해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인 Creative 

Style은 패션 일부를 제거하거나 특정한 것을 부가한 디

자인으로 독창 인 스타일이며, 두 번째 Attractive Style

은 신체에 피트한 디자인이거나 노출이 많은 디자인으로

써 성  매력을 표 한 스타일이다. 반면 세 번째 유형인 

Grotesque Style은 엽기 이고 괴기스러우며, 음침한 분

기를 나타내는 스타일이다. 네 번째 유형의 Usual 

Style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 인 복장 스타일을 의미

하며, 마지막으로 Suit Style은 갑옷의 형태로 신체와 투

구까지를 포함한 스타일 유형을 뜻한다. 구체 인 ‘게임

캐릭터 패션스타일 유형’의 특징은 <Table 1>[8]과 같다.

Types Characteristics

Creative 
Style

* Fashion design:  Design by partial omission or 
transformation of protective accessory shape, or 
change of materials or purposes. 

* Colors and tones: Red, blue and green series. 
Strong, vivid and dark tone.

Attractive 
Style

* Fashion design: Sexual attraction, exposure of 
body part, leggings, mini skirt

* Colors and tones: A variety of colors, strong, vivid, 
bright and pale tone.

Grotesque 
Style

* Grotesque, eerie, devil-like or wicked facial 
expression

* Fashion design: Sharp shape, torn or frayed shape.
* Colors and tones: Black, dark, strong tone.
* Hair accessories: Grotesque hair ornaments and 
helmets

Usual Style * All styles practical and available in the markets 

Suit
Style

* Whole body armor
* Fashion design: Jumper suit
* Colors and tones: Black and dark tone
* Hair accessories: Helmet covering the whole face

<Table 1> Fashion Styles and Characteristics

3.3 분석결과

‘마비노기 웅 ’, ‘테라’, ‘블 이드 앤 소울’의 게임 

캐릭터의 스타일링을 분석하기 해 881개의 자극물에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ype

Mabinogi : 

Heroes
Tera

Blade & 

Soul
Total

n % n % n % n %

Creative Style 81 25.1 72 26.4 90 31.6 243 27.6

Attractive Style 132 40.9 109 39.9 129 45.2 370 42.0

Grotesque Style 34 10.5 32 11.7 14 4.9 80 9.1

Usual Style 43 13.3 33 12.1 37 13.0 113 12.8

Suit Style 33 10.2 27 9.9 15 5.3 75 8.5

Total 323 100 273 100 285 100 881 100

<Table 2> Result of Fash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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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Mabinogi : Heroes Tera Blade & Soul

Creative 

Style

Attractive 

Style

Grotesque 

Style

Usual Style

Suit

Style

<Table 3> Typical Fashion Styl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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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 웅 ’의 323개 스타일링을 분석한 결과, 

Attractive Style 40.9%, Creative Style 25.1%, Usual 

Style 13.3%, Grotesque Style 10.5%, Suit Style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테라’의 273개 스타일링도 

Attractive Style 39.9%, Creative Style 26.4%, Usual 

Style 12.1%, Grotesque Style 11.7%, Suit Style 9.9% 순

으로 나타났다. ‘블 이드 앤 소울’의 285개 스타일링은 

Attractive Style 45.2%, Creative Style 31.6%, Usual 

Style 13.0%, Suit Style 5.3%, Grotesque Style 4.9% 순

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Attractive Style이 42.0%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유형  가장 독특

하면서 창의 인 디자인으로 분류된 Creative Style이 

27.6%로 나타나, 체 유형 에  다수를 차지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는 ‘마비노기 웅 ’, ‘테라’, ‘블 이드 앤 

소울’의 표 자극물들이며, 구체 인 유형별 스타일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Creative Style의 의상은 사  느낌의 강인함과 미

래 인 감성 표 을 해 부분  메탈느낌의 택 소재

를 주로 사용하 다. 보호 장신구 형태의 의상 일부가 생

략되거나 변형  소재가 변경된 디자인  특징이 두드

러져 독창 인 의상표 이 용이한 반면 과도한 생략으로 

노출이 많은 의상으로 양분되는 상을 보인다. 의상 컬

러는 그린계열, 블루계열, 드계열의 비비드톤, 스트롱

톤, 다크톤이 주류를 이루고, 헤어스타일은 웨이 가 없

는 긴 머리를 묶거나 올린 형태가 많다. Attractive Style

의 의상은 신체에 피트하고 노출된 디자인으로 미니스커

트, 트임이 강조된 롱스커트, 깅스 등이 주요 의상 아

이템이며 허리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다수이다. 의상 

컬러는 다양한 컬러의 비비드톤과 함께 택감이 돋보이

는 블랙이 많이 사용되었다. 헤어스타일은 여성성을 돋

보이게 하는 발의 긴 머리, 웨이 머리, 올림머리 형태

가 많았다. Grotesque Style의 의상은 주로 날카로운 형

태의 보조 장신구  공포스러운 가면 등을 통해 괴기스

럽고, 기이함을 표 하고 있다. 의상의 컬러는 딥톤, 다크

톤과 블랙이 다수이며, 헤어스타일은 여성 캐릭터의 경

우 블랙의 긴 머리, 남성 캐릭터의 경우는 탈색된 짧은 

머리가 많았다. Usual Style의 의상은 실 세계에서도 

평범하게 입을 수 있을만한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시공간을 월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실에서 입을 

만한 옷을 의미한다. 의상 컬러는 다양하며, 루즈핏의 편

안함을 강조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한다. 헤어컬러와 헤

어장식이 거의 없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드 스코드에 

맞는 모자 착용이 나타났다. Suit Style의 의상은 투구를 

포함하여 신을 감싼 갑옷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의상 

컬러도 견고하면서 강한 느낌을 주는 스틸느낌의 무채색

이 부분이나, 부분 으로 드계열, 로우계열과 블루

계열의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

4. 결론

게임 캐릭터 콘텐츠 요소  게이머들에게 직 으

로 여할 수 있으면서 게임의 시공간  배경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게임 캐릭터의 패션이다. 사실 캐릭

터디자인과 패션디자인에서 ‘패션’이라는 공통 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두 역의 주체와 디자인 과정의 차이로 

상호 문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여 왔다. 즉, 게임개발시 

패션의 유형화를 그 로 차용하고 있어, 패션 역의 

문성이 결여되고, 가상의 게임 캐릭터의 속성을 반 하

고 있지 못한다는 단 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선행된 연구에서 제안된 ‘게임캐릭터 패션스타

일 유형’을 토 로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포함된 ‘마비노

기 웅 ’, ‘테라’, ‘블 이드 앤 소울’의 캐릭터 자극물을 

총 881개 수집하여 게임 캐릭터의 유형별 스타일링을 분

석한 결과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게임의 특성상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에

서 실에서는 표 되지 못하는 창의 인 디자인 표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부분  메탈느낌의 택 소재 

사용으로 사  느낌의 강인함과 미래 인 감성을 달

한 형태, 다수의 보호 장신구  과장된 투구의 무게감으

로 실용성이 떨어져 보이나 독창 인 갑옷 형태, 괴기스

러움을 강조하기 해 얼굴 체 는 일부에 가면을 사

용한다거나 날카로운 표 을 단순화한 머리장식을 사용

한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게이머와 동일시되는 게임 캐릭터의 특징과 일

반 인 신체비율보다 과장된 8등신 이상이 주로 사용되

는 RPG들을 심으로 분석된 만큼 Creative Style과 

Attractive Style의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 스타일에

서는 바지, 드 스, 스커트 등 패션 아이템 종류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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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디컨셔스 실루엣이라는 공통 을 보인다. 

셋째, 체 으로 캐릭터의 의상디자인과 컬러의 사용

은 게이머의 요구나 세계 의 반 에 의해 선택되므로 

공통 인 특징이 나타나는 반면, 헤어스타일과 컬러에서

는 다양한 표 으로 표성을 찾기 힘들다.

향후 이 연구를 토 로 캐릭터의 스타일링 분석에 

한 패션아이템 개발 매뉴얼 등의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게이머들의 극 인 여와 

게임 산업이 차 변화를 거듭하면서 게임의 벨업 시

스템, 커뮤니티, 시나리오 이상으로 게임 캐릭터 콘텐츠 

요소의 요성이 강조되는  시 에서 완성도 있는 캐

릭터 콘텐츠 요소가 마 의 주요 략으로 쓰일 경우, 

게임에 한 기 감을 높여, 게이머와 소통이 원활한 경

쟁력 있는 게임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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